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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tract

This paper describes the results and possibility of continuous cadastral map compilation with 

digital camera image. A high quality serial cadastral map can be produced and work efficiency can 

be increased with using digital aero-photogrammetry when edge matching method could be used 

to match digital cadastral map.

1. 서 론

연속지 도는 산화된 지 도면을 정규도곽으로 보정한 후 도곽경계부분 필지경계선을 

도상 합방식으로 합처리하여 연속된 형태로 이어진 도면을 말한다. 

하지만 종이도면의 신축과 훼손, 다양한 축척과 상이한 원 좌표계에서 발생하는 문제

에 한 보정작업을 거치지 못하고 기존 종이도면을 산화하여, 연속 으로 합하여 

제작한 연속지 도 역시 도곽간, 축척간의 불부합 문제가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다. 한 

연속지 도의 제작과정에서 복이나 이격이 생길 경우 연속지 도 작업 규정에 따라 처리

를 하므로 실제의 지형과 상이한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. 이러한 문제 들로 인하여 

재의 연속지 도는 정 수 의 품질이 확보되지 않아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

있다. 

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항공 상을 이용하여 기존 연속지 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을 

보완할 수 있는 방안과 연속지 도 고도화사업에 디지털 항공 상의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

고자 한다.

2. 연구내용

정규도곽으로 보정된 수치지 도를 합하여 연속지 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

항공 상에 의한 스테 오 상을 첩하고, 연속지 도 작성에서 필지의 복 는 이격이 

발생할 경우 수치도화기 상에서 취득한 지 경계를 기 으로 합을 수행하 고, 이를 기존

에 제작된 연속지 도와 지에서 TS으로 실시한 지 황측량과 비교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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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실험  결과

연구 상지역은 창원시 지역의 일원으로 본 연구에서는 체 상지역 에서 일부만 

발췌하여 주택지역에 하여 실험한 결과를 소개한다. 지 황측량은 TS를 이용하여 도근

 확보와 보  설치, 도로선, 주택가 담장과 지  경계 을 측량하 다. 

한 지에서의 지 황측량에 앞서 낱장 수치지 도를 합하여 연속지 도를 제작

하는 과정에서 필지의 이격  복이 발생하는 경우 수치도화기 상에서 지 경계를 취득하

여 연속지 도 작성에 반 하 다.  

본 연구에 이용된 디지털 항공 상은 디지털 항측카메라인 UltraCamX로 촬 된 상이

다. [그림 1]은 주택지역의 기존 연속지 도와 상을 통해 작성된 연속지 도, 지 황측

량 성과, 상을 첩하여 표시한 것이다.

[그림 1]  첩비교

이와 같이 상을 통해 작성  편집된 연속지 도와 지 황측량의 성과를 첩하여 

비교 분석한 결과 허용 공차 이내의 매우 양호한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었고 합난해지역이 

발생할 경우 실제 지형에 한 경계를 확인 후 합처리 할 수 있었다.

4. 결 론

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항공 상을 이용하여 연속지 도의 편집업무에 용 가능성을 제

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.

첫째, 낱장의 수치지 도를 연속지 도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항공 상을 이용함

으로서 작업자의 주  견해, 경험상의 기 으로 인한 연속지 도의 객 성 하를 방지할 

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.

둘째, 기  공차를 벗어나는 합난해지역이 발생할 경우 장측량이나 의처리 없이 

디지털 항공 상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 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연속지 도의 품질이 향상

될 것으로 단된다.

셋째, 상을 첩하여 연속지 도를 작성함으로써 실제 사용용도와 지목이 상이한 필지

를 식별하여 지목 불일치된 필지의 지목을 실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.

넷째, 상의 해상도 한계, 지 도화시 도화사의 숙련도, 기  좌표계의 불일치로 인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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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황측량결과와 연속지 도의 비교 결과값에 다소간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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